펭귄 선풍기
실험주제 원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선풍기를 만들어봅니다.

1 원운동
① 원운동은 한 점을 중심으로 물체가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② 실에 추를 매달고 돌리면 추는 원운동을 합니다.
③ 회전목마의 목마, 프로펠러, 인공위성 같은 것은 원운동을 합니다.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방향이 계속 변한단다

운동방향

원운동의 특징
①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운동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②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2 구심력과 원심력
구심력 (실제로 존재하는 힘)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원심력 (가상의 힘)
커브를 돌 때
밖으로 튕겨나갈 것 같이
느끼는 게 원심력이야!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바깥쪽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비교
① 원심력과 구심력의 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② 원심력과 구심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합니다.
③ 물체의 질량이 크고,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원심력과 구심력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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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풍기의 구조
선풍기는 날개, 가드(guard, 덮개), 모터, 스탠드의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플라스틱제의 스크루 형(3~4매)이 많고, 원통형도 쓰입니다. 모터는 인덕
션 모터(induction motor)가 많고 콘덴서 모터(condenser moter)도 쓰입니다. 전동
기는 기류의 저항이 되기 쉬우므로 유선형의 케이스로 싸여 있습니다. 스탠드는 지
지대로서 스위치류가 붙어 있습니다.

4 선풍기의 역사
기계적인 선풍기로 처음 기록된 것은 1800년대 초의 중동에서 쓰인 “푼카”라는 선풍기였습니다. 1800년대 말에 산업 혁명
이 일어나면서 공장의 물레바퀴의 전력으로 벨트를 움직이는 선풍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최초의 기계
선풍기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사블루꼬프가 1831년에 발명한 것으로 그는 이를 에어 펌프(Air
Pump)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선풍기는 1890년대 말에서 192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수많은 어린
이들이 손과 손가락을 선풍기 쪽에 넣어 손가락이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선풍기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
도로 실용화되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대중에 보급된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원하게 생
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날개가 없는 선풍기도 개발되었는데, 이 무날개 선풍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베르
누이의 법칙이 작용하여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5 선풍기를 쐬면 시원한 이유
선풍기를 돌리면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람으로 피부의 땀이나 기타 액체분비물의 증발을 재촉하고 기화열(氣化熱)을 빼
앗기 때문입니다. 선풍기의 바람을 쐴 때는 반드시 1m 이상 떨어져서 부드러운 바람을 온화하게 쐬는 것이 좋으며, 너무 가
깝게 한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장시간 쐬면 약한 사람일 경우 현기증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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